11:00 a.m. - 3:00 p.m. (Last call at 2:30 p.m.)

午間菜單 점심메뉴

11:30～15:00（點餐至 14:30） 11:00-15:00 (마지막 주문 14:30)
No.2
popularity

人氣 No.2
인기No.2

Give yakiniku (Japanese BBQ) of Wagyu beef
a try. Boneless short ribs and juicy variety meat.
Comes with rice, soup and a drink.
敬請享用和牛的美味燒肉。主角為五花肉，
附脂豐多汁的內臟、白飯、湯、飲料。

No.1
popularity

人氣 No.1
인기No.1

와규 야키니쿠를 맛보세요. 주로 갈비, 지방이
부드러운 호루몬(소내장), 밥, 국물, 음료 포함.

Give yakiniku (Japanese BBQ) of Motobu Beef a try. Juicy,
marbled choice beef and variety meat. Comes with rice, soup and a drink.

Wagyu beef
yakiniku set meal

敬請享用Motobu牛的美味燒肉。上等燒肉油花細密且肉汁滿溢，附內臟、白飯、湯、飲料。

和牛燒肉套餐
와규 야키니쿠 정식

모토부규로 만든 야키니쿠를 맛보세요. 육즙이 가득한 마블링 상급육에 호루몬(소내장), 밥, 국물, 음료 포함.

Choice beef yakiniku set meal
上等燒肉套餐
상급 야키니쿠 정식

上焼肉セット

和牛焼肉セット
No.3
popularity

人氣 No.3
인기No.3

Recommended!

推薦
추천

Try the healthy and robust ﬂavor of Motobu Beef's red meat
as a thick and luxurious steak.

It s hard to resist the savouriness of grilled meat
that has been slowly marinated in sauce. Comes
with variety meat, rice, soup and a drink.
醬汁醃漬入味的牛五花肉烤過後飄出陣陣香氣，
令人忍不住提箸大快朵頤，附內臟、白飯、湯、飲料。
양념에 푹 절인 고기를 구웠을 때 고소한 향에 군침이 돕니다.
호루몬(소내장), 밥, 국물, 음료 포함.

Marinated beef ribs
yakiniku set meal

將Motobu牛中肉味鮮明又健康的大腿瘦肉奢侈切成極厚的牛排，敬請享用。
진한 고기의 맛과 건강에도 좋은 모토부규의 살코기를 두껍게
썰은 스테이크로 드셔보세요.

漬牛五花肉套餐
항아리갈비 정식

Beef round steak set meal
腿肉牛排套餐
설도 스테이크 정식

現煎的漢堡排蓬鬆柔軟，一刀切開，可見豐腴肉汁
流洩而出， 附白飯、湯、飲料。

Curry with Motobu Beef that boasts regular
popularity.

부드럽게 구워진 함박스테이크를 자르면, 안에
가득한 육즙이 자르르 흐릅니다. 밥, 국물, 음료 포함.

人氣始終屹立不搖的Motobu牛肉咖哩飯，堪稱極品佳餚。

Beef hamburger steak
set meal
漢堡排套餐
햄버그 스테이크 정식

漬け込みカルビセット

モモステーキセット
An exquisite classic dish.
經典菜單，絕品美食。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간판 메뉴입니다.

Cut open a hamburger steak that was cooked
to ﬂuﬀy perfection and it will overﬂow with
juices. Comes with rice, soup and a drink.

Recommended by the manager!
本店經理的推薦菜單！ 점장 추천 메뉴!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하는 모토부규로 만든 카레.
최고의 맛입니다.

Beef curry
牛肉咖哩飯
비프 카레

ハンバーグセット

ビーフカレー

Slices of Motobu Beef's boneless short ribs slowly and sweetly
simmered with shirataki noodles and onions.
將肉味十足的香甜 Motobu 牛五花肉切成薄片，和白蒟篛絲和洋蔥一起燉煮入味。

A healthy lunch.
健康午餐。 건강 런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모토부규의 삼겹살 슬라이스, 실 곤약, 양파를 약간 달게 푹 조렸습니다.

Recommended!

Recommended!

推薦
추천

推薦
추천

Fried rice set meal

Beef soup set meal

Bibimbap (Korean mixed rice)
set meal

Gyudon (Japanese beef rice bowl)
set meal

Kids' Curry

炒飯套餐

牛肉湯套餐 소고기국 정식

韓式拌飯套餐

牛肉蓋飯套餐 소고기 덮밥 정식

兒童咖哩飯

볶음밥 정식
チャーハンセット

牛汁セット

비빔밥 정식

ビビンバセット

牛丼セット

어린이 카레

お子様カレー

*All the prices indicated here do not include tax. *Photo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標示價格均為未稅價格。 ※圖片僅供參考。※표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